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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1960's Korea has undergone rapid modernization which has problem on the change of industrial society.

This phenomena led the trend that tended to produce residence only in the quantity. However, supply-oriented

policies for increasing the penetration rate of housing but only in the mass production of housing, the quality of

life has not reached the demand of the residents. In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factors of social integration plan through the public rental housing with characteristics of social housing. Therefo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ocial integration public rental housing in USA, Netherlands and Korea. Specially

USA and Netherlands are advanced countries where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and design have been

established long ago. In this reason, it is needed to analysis the cases and find a new method to compare with

Korea's public rental housing.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case studies sh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alize a community plan that continuously encourages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for social

integration. Second, It should aim at a mixed community of small-income groups through private-public

cooperation rather than government-led large scale public housing construction. Third, it is needed that develop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and realize them in social integr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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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은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

택의 건설과 공급은 국가의 주요 정책 대상이 되어 왔

다. 그간 급속한 경제 발전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

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고,

결국 산업화 속도에 맞춘 저가의 주택 보급이 중요한 국

가 정책 목표로 설정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영구임

대주택 19만호 건설을 시작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과 보금자리주택 및 행복주택건설 계획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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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양적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다(김복식, 2016). 이러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

은 대규모 공동주택을 집중적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

사회적 소통과 통합,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단지라는 특수

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건설되었다. 이로 인해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배제 현상이 나타났다. 이

러한 사회적 현상이 부각됨에 따라 학계에서는 ‘국민임

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 방안 연구’(서수정 외, 2004)

나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회적 혼합

방안’(천현숙, 2012) 등 다양한 주거 계층의 혼합을 지향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인 사

회통합 정책이나 실질적 건축계획 방향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현 정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회통합은 앞

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이 다양하게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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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통합 계획에 대한 실천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축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내의 공공임대주택 분야

에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계획이나 제도

가 많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복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

부터 사회주택이란 이름으로 저소득층의 사회적 혼합에

대한 고려나 사회통합 커뮤니티 계획 및 주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상대적으로 먼저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택1)의 특성을 지닌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통합적 계획요소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때 공공임대주택은 미국과 네덜란드, 한국에서

사회통합을 고려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한국 공공임

대주택의 건축 방향을 제시하는 참고자료로서 의의가 있

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 혼합(Social Mix)위주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인 사회통합

건축계획 특성을 도출하고 체계화 하였다는데 차별성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사례들에 대해 정성적 분석방법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국가는 해외 선진국 중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먼저 정착시킨 미국, 네덜란드와 최

근 공공주택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한국을 선정하였

다. 본 연구의 구체적 대상 선정 기준은 사회주택 성격

을 지닌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사회통합을 계획을 지향 하

고 있으며, 최근 보고되고 있거나 아직 한국에서 연구되

지 않은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주택건축디자

인 및 단지계획 요소가 분석유목이 되었다. 각 사례별

건축계획의 특성과 수법은 선행연구와 일반서적 및 인터

넷을 포함한 제반 자료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 하였으

며, 이를 위해 각 나라의 사례에 대한 문헌을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각 사례의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사회통합적 계획으로 알려진 공공임대주택을 선정

하였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협동주거형식의 사회주택

사례를 선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최근 서울시에서 최초

로 진행 중인 민관협력 사회주택 사례를 선정하였다. 각

사례는 주택단지의 규모나 시행주체, 준공연도가 다르지

만, 사회통합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사회주택의 특성을

지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각 사례의

선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슬럼화된 주택단지를 소득계층

혼합 커뮤니티로 재생하여 계층 간의 사회통합을 유도한

1) 사회주택이란 광의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주택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민관협력을 통하

여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주택 개념은 후자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버지니아 주 노포크의 딕스타운2)’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사례는 저소득층 공공주택단지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의 사회통합과

커뮤니티 회복을 이룬 사례이다. 미국보다 공공임대주택

역사가 오래된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민간조직인 주택협회가 지방정부와의

협치와 거버넌스를 통해 모든 사회주택을 공급, 운영, 관

리하는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다. 네덜란드의 ‘Centraal

Wonen Delft'(이하 CW Delft)3)는 학생주택협회 DUWO

의 사회임대주택이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형

사회주택 모델을 시도한 사례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

치의 역사가 깊고 독립성도 높아 사회주택 공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되었던 해외와는 달리 사회주택

의 역사가 짧아 근래에 와서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

다. 그러므로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민관 공동 출

자형 사회주택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 연구에서는 ‘더불어 숲 성산’ 사례를 조사하였

다. 이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으로 사회통합형 주거공

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 개념 주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4)

본 연구의 범위는 각 대상 사례의 단지 계획, 주거동

계획, 커뮤니티 공간계획, 건물 디자인 등에서 사회통합

적 특성 및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때의 사회통합적 계획특성이란, 사회적 배제의 해소와

사회혼합을 도모하도록 물리적 환경의 개입을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공동체를 배려하는 계획과 주민참여 등 사

회적 교류 증진을 통해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주택계획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문헌 고찰

2.1.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의 발전과 사회적 배제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개념은 매우 혼용되어 사

용되고 있다(하성규, 2007). 공공임대주택의 학술적 정의

는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

해 국가 등의 지원에 의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

되는 임대주택이다(김영태, 2010). 일반적으로 공공임대

2) 딕스타운 사례는 미국의 사회통합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공공주

택단지로서, 서수정 외 2004, 에서 언급되었으며 Stephanie E.

Bothwell 외 1998 과 www.nrha.us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였다.

3) CW Delft 사례는 네덜란드 사회주택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5.

와 이선미, 수요자 중심의 사회참여형 임대주택에 관한 연구, 중앙

대 석사논문. 2017, www.cwdelft.nl 등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4) 사회주택 무엇을 어떻게,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 지원센터, 사회주

택 사업자 아카데미 보고서, 2017, 녹색친구들,

www.greenfrie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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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급

주체

국가, 지자체

및 공사

사회적 경제주체

국가,지자체,공사
민간기업 주택소유자

공급

대상

사회취약계층 및

대학생,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 및

대학생,신혼부부

임대사업자가

결정(제한 없음)

임대사업자가

결정(제한 없음)

금융

지원

국가재정 및

기금
조합비 및 대출

자기자본 및

대출

자기자본 및

대출

<표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주택이란 사업 주체가 국가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일정기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관리하

는 주택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임대되

는 주택으로 정의된다(하성규, 2007). 이와 같이 한국에

서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며, 다양하게

정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사

회주택(Social Housing), 공공주택(Public Housing), 국가

주택(State Housing)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

다(하성규, 2007). 국내에서는 그동안 소유 및 관리 주체

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여 사회주택 대신 공공임

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이길제, 2016).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선진국의 사회주택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사회주택

(Social Housing)은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부담 가능하고

주택 소요에 따라 주택이 배분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주택으로 통칭한다(박은철 외, 201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급의 주체 측면에서 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즉 지방정

부 또는 비영리조직 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둘째,

입주 대상 측면에서 주거취약계층이 주된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 재고가 많은 경우에는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은

경우 사회주택으로 간주한다. 넷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

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넓은 의미로 정부로부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주택이며,

좁은 의미로는 시장임대료 수준 이하로 공급되는 비영리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박은철 외, 2017, 장광석, 2016,

하성규,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로부터 재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성을 지닌 모든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

하여 광의로 해석하고자 한다.<표 1>

* 저자가 장광석, (2016) 을 기초로 작성

(2)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던 국

가들은 1960-70년대 주택 대량공급 시기를 거치며 다양

한 정책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1984년 임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기

점으로,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서구의 사회주택 개념

을 최초로 도입하여 영구임대주택 19만호를 공급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홍대환, 2008, 하성규, 2007).

노태우 정부의 주거정책은 한국의 사회주택정책의 출

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사

회주택정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김영삼 정

부에서는 복지 지향적 주택정책보다는 신보수주의5)적인

경제운영을 선호하였다. 1992년 7차 경제개발계획이 수

립되면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신 임대기간 50년

과 5년으로 구분되는 공공임대주택 25만호 건설 계획과

함께 사회주택정책은 퇴보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영태,

2010, 하성규, 2007).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20만호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민

의 정부 수립 후 이의 절반인 10만호로 규모를 축소하였

다.(하성규, 2007)

노무현 정부에서는 서민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계획

등 역대 최고치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도시 외곽 저소득층의

집중 거주를 유발하였다.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도시

내 섬으로 전락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이 일어나게 된

다.(김영태, 2010)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는 사회

적 혼합을 실현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을 시도하게 되

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주택정책을 접목시키고 커

뮤니티 증진과 공급방식 다변화, 시민단체 참여 등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주거정책을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은 2018년까지 20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부

문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150만호를, 민간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김복식 외, 2016). 보금

자리 주택정책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지나치게 임대주택

정책 위주로 공급하였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분양과 임대

주택을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급유형과 사회혼합형 단지계획 등 주거지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정책은 보금자리 주택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김복식 외,

2016). 수도권의 임대주택 부족과 실업난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

면서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무주택자 등의 정책적

옹호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철도부지와 같은 입지적 특수

성, 지역주민과의 소통, 입주자 맞춤형 모델 등이 특화되

었다(구영민, 2016). 이렇듯 한국에서는 역대 정부의 정

책 변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제도가 변화하였

5) 자유지상주의, 미국 제일주의 등을 추구하며 전통적 가치를 지향

하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보수적 정치조류를 말한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자비로우며, 국민의 삶에 있어서 질서 유도적인

큰 정부 구성을 지향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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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진국에 비해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으로 많은 임대

주택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다(장광석, 2016). 그러나 짧

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빠른 속도

로 발전하였으며,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한정된 기간 내

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왔다(홍인옥,

2005). 그리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은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단지로 조

성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현상이 나타나고, 거주자들

의 사회적 낙인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주민 간의 갈등

등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었다(천현숙, 2010). 이후 도심

지의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

며, 주거지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집단과 그렇지 않

은 집단이 주거계층을 형성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김

성옥, 2008). 일단 형성된 주거계층은 주거지 분리에 영

향을 미쳤으며, 단지 내 여러 편의시설과 사회서비스 시

설을 차등 조성하는 등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교육과 일자리 접근성에 영

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배제의 고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홍두승, 1993).

이와 같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양적 공급에 치우쳐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형태를

고려할 겨를도 없이 발전하였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나타

나는 부정적 사회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계획

과 디자인을 통해 주거단지의 특수성을 배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임대주택정책 또한 기존 방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통합 방안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할 것이다.

2.2. 사회통합 적 주거의 필요성

(1) 주거지의 사회통합 개념

공공임대주택의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는 1960년대 프

랑스의 사회적 배제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사회통

합은 계층 간의 관계로 관심이 집중되었다(김성옥,

2008). 사회적 배제는 다수가 누리는 적정 수준의 사회적

재화 및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일컫는다. 즉 사회적 배제는 구성원의 사

회적 보호 부족, 권력의 부족, 사회통합의 결여 등 관계

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Room, 1995). 사회통합의 어원을

보면, 해당 집단의 부분들이 밀접하게 통일된 집단적 특

성으로 정의 된다6). 생명체의 기초 단위인 세포조직이

살아있는 유기체를 이루는 것처럼, 사회통합은 개인과

전체 간의 연계에서 나온다. 뷰바이스와 젠슨(Beauvais

& Jenson, 2002)은 시민 공동의 가치와 문화의 통합, 사

6) 임상규, 사회갈등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2

회적 규범과 질서적인 통합과 부의 격차 축소와 사회적

유대,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회통합,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과 장소적 애착 등 다원적인 사회

통합 개념을 제시하였다. 주거단지 계획에 있어서 테렌

스 리(1970)는 근린형성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째는 인간의 상호패턴 작용에 의한 사회적 면식의 근린

주구이며, 둘째는 비슷한 주택에 살고 있는 집단에 의한

동질적 근린주구이다. 셋째는 다수의 거주 단위가 공동

의 서비스지역을 가지는 단위근린주구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근린형성 관계가 긴밀할 때 건전한 근린

관계가 형성된다(김한준, 1989, 서수정 외, 2004). 특히

임대주택단지의 고립으로 인한 주거지의 분화 현상은 사

회적 면식의 근린주구를 형성하는데 제한을 두며, 주거

지의 분화로 인해 단위주거에서 공동 서비스 공간 사용

을 차별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네트워크 단절 및

제한된 이웃관계 형성을 통해 결국 사회적배제의 매커니

즘을 형성한다. 또한 Jon Lang(1991)은 주거지의 건강한

근린관계 형성은 전통적인 민속마을에서의 점증적 공동

체 구축 방안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철, Jon Lang, 1991). 이처럼 주거지의 사회적 문제

를 심각하게 겪었던 선진국들은 임대주택의 고립화와 사

회적 배제 현상 등 반사회적 행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실험을 시도하였다. 미국 및 유럽 등에서는 이러한 경험

을 바탕으로 주거계층의 혼합 단지 조성과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례와 연구들을 분석하다 보면 사회통합

과 사회혼합의 의미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개념

모두 사회적 배제의 해결방안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다뤄

지고 있지만, 포괄하는 의미의 차이는 크다. 즉 사회혼합

이 사회통합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회혼합이 사회통합

의 선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물리적 주택 디자인

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주거 관리제도의 준비, 지역 내

복지 프로그램, 저소득 입주자 간의 연계방안, 입주자 간

의 자생적인 교류촉진 지원제도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방면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될 때 사회통합 목표에 보

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통합 정책과 계획의 선행연구 고찰

한국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주택점유 형

태에 따라 소득계층과 주택규모에 맞는 주택유형을 계획

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거단지의 사회적 혼합을 시도하

여왔다. 그러나 물리적 측면에서의 혼합단지 설계 방식

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

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7)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혼합단지 조성방법

7) 백혜선,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방안, 한국

토지 주택 공사, 20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5호 통권124호 _ 2017.1056

정부 프로그램 내용

연방정부

SECTION 8

(1974)

도시 저소득층 가구에게 중산층 커뮤니티로 이주하

여 살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인 바우쳐를 제공 지

난 수십 년간 다양한 형태의 바우쳐 프로그램으로

발전 운영됨

HOPE VI

Revitalization

Program (1992)

미국대도시 전역에 쇠퇴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철

거와 재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993년에서 2002

년까지 HUD에서 $4.55billion을 투자 78,000

세대를 철거하고 계층혼합 주거단지로 재개발함

<표 3> 미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정책  

구분 기존연구 주요 내용

건축계획

서수정외(2004) 국민임대주택의 사회 통합적 계획방안 연구

박양인외(2007) 사회통합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배치방안 연구

백혜선 (2010) 보금자리주택의 사회통합을 위한 계획방안

박광재 (2010)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단지 계획방향

공공

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

김주진외(2005) 사회통합을 고려한 임대주택정책 및 개발사례 특성연구

배순석외(2006)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김영태 (2010) 한국 공공임대 주택정책흐름 연구

김복식외(2016)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변화

이연숙외(2008)
샌프란시스코 Yerba Buena Garden의 사회적 지속가능

디자인 특성 연구

도시재생

이혜진외(2011)
사회적 혼합아파트 거주자혼합유형 선호특성과 사회적

행태 연구

임의선외(2011)
사회․물리적 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재연외(2013)
쇠퇴지역 커뮤니티 가든의 심리 사회적 효과분석을 통한

디자인 방향 설정 연구

전창진 (2014)
전주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혼합

서수정외(2004)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배제실태 및 사회통합적 계획

방향 연구

남원석 (2007) 공공임대주택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천현숙 (2012)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혼합

사회주택

박훈영외(1990) 사회주택 입주가구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최종석외(2012) 유럽의 사회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김란수 (2015)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이선미 (2017) 수요자중심의 사회참여 형 사회주택에 관한 연구

해외사례
신운경외(2008)

주거단지의 사회통합을 위한 해외건축 사례 계획 기법

연구

백지숙외(2014) 공공임대주택 계획수법으로서의 소셜믹스 적용 연구

<표 2> 선행연구 분석

과 단지계획 사례에 관한 연구,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제도

에 관한 논의 등 거시적 관점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사업단의 핵심과제로서

사회통합 적 주거공동체 재생기법 기술개발 연구8)를 계

기로 일련의 사회통합형 근린재생 및 주거공동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연구과제는

사회통합형 주거의 특성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나아가 물리적 계획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휴먼

웨어나 컨텐츠웨어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는 복지선진국의 사회주택9) 제도와 계획에 관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국가의 경우 공공임

대주택인 사회주택의 역할과 방법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과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국가별

로 정책방향과 제정에 의해 지원 수단이 다양하다. 해외

사례에서는 사회통합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의 흐

름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회혼합 방향을 연

8)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사업단 R&D 과제(2007-2014).

9) 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굳이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나

배분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여경수, 2010)

구한 기존 경향과 달리 최근에는 선진국 사회주택의 사

회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경향이 나타났다.

2.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국외의 주거정책

(1) 미국의 HOPE10) VI 프로그램과 뉴 어바니즘

뉴 어바니즘은 1980년대 후반 급속한 도시 확산과 난

개발에 대항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도시계획 운동을 말한

다(진미윤, 2006).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급격하게 백인 중산층의 교외화 현상이 진

행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 중심부가 슬럼화 되었다. 뉴

어바니스트들은 이러한 무분별한 양적 팽창보다 도시 내

부의 도시우선개발, 용도혼합, 소득계층, 인종 등의 사회

적 혼합을 우선시하며 보행자 중심, 이웃관계 및 커뮤니

티 계획을 강조한 근린주구를 주장하였다(이지혜, 2010).

1996년 미국 HUD11)가 뉴 어바니즘 헌장에 지지 서명을

함으로써 뉴 어바니즘은 미국 주택정책의 중요한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 신도시나 교외지 계

획 위주로 적용되던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심노후 정

비지역에 폭넓게 사용되었다(Bohl, 2000).

미국의 주요 주택정책을 살펴보면, 1949년 도시재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 지역에서 또

다시 슬럼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74년 주거

및 커뮤니티 개발법의 제정을 통해 주택 바우쳐12) 제도

인 SECTION8 정책을 수립하였다(배순석 외, 2006). 그

리고 1992년 기존 제도와 다른 HOPE VI 프로그램을 신

설하였다. 이는 1990년 초 극심하게 황폐화된 미국 대도

시의 공공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후

슬럼 화된 공공주택단지를 철거하고 소득계층혼합 커뮤

니티로 전환하여 계층 간 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을 하고 있다.<표 3>

* 배순석 외 (2006)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www.hud.gov) 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10) Housing Opportunity for People Everywhere의 약자.

11) 미국의 주택도시개발청,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약자

12) 주택 바우쳐 제도(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는 미국에서

저소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연방정부차원의

임대 보조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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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체 내용

주택협회

(Woning

corporaties)

1990년 1천여 개가 넘었으나 인수합병을 거쳐 2014년 기준

363개가 남아있다.

메이저 주택협회들이 각각 사회주택 4-8만호 보유

법령 역할

사회임대부분에

관한 관리법령

(BBSH)

1.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목표 집단에 적정한 주택 배분 우

선순위 결정, 2. 관리 보수 및 신축을 통해 양질의 주택관리 3.

정책개발 및 주택관리에 세입자 참여 유도 4. 재정의 지속성

담보 5. 근린주구의 삶의 질에 기여(1997년 추가) 6. 돌봄(care)

서비스와 주택제공의 결합(2001년 추가)

<표 4>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주택협회 정책  HOPE VI 프로그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공

임대주택 재정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뉴 어바

니즘 이론을 기초로 중, 저층 중심의 주거단지계획과 커

뮤니티 서비스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건물과 단지계획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

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분산시킴으로서 슬

럼화를 방지하고, 비영리 단체, 정부 단체 및 민간 차원의

협력을 통해 소득계층이 혼합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뉴 어바니즘이 HOPE VI에 반영된 것은 공공임대주택

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 뉴어바니즘 헌장에 제시된 빈곤분산 및 부담 가능한

주택(제7조), 근린주구 내 다양성 증진(제13조), 연령과

인종, 소득 등 모든 계층을 위한 편익 등 뉴 어바니즘은

사회혼합을 계획의 주된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

한 개념의 접목은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혼합을

통한 지역사회 고립 문제 완화를 위한 것이었다(진미윤,

2006, 뉴 어바니즘 헌장, 2003). 이로 인해 기존의 공공임

대주택은 뉴 어바니즘 디자인 원칙하에 전원형 혹은 타

운 형 아파트로 대체하였고, 단지 내 소득계층간의 사회

적 혼합을 실시하였다. 새로운 주택정책과 이론을 접목

함으로써 미국의 시범단지는 최초 9개 사업에서 1999년

300개 약 53,000호로 급증하였다(Bohl, 2000). HOPE VI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사회혼합을 실현시

키기 위해 뉴 어바니즘 이론의 계획 기법을 접목했을 뿐

아니라, 실제 이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비용조달 참여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

요가 있다.

(2) 네덜란드의 사회주택과 주택협회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사회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영리 주택협회

및 지자체가 소유하고 주택협회가 건설 관리하는 모든

주택을 의미한다(안드레 아우버한트 외, 2005). 서구의

사회주택은 급속한 도시와 산업화 및 세계대전을 겪으면

서 주거환경 악화, 주택부족, 주거비 상승에 대응하여 공

공 및 비영리 단체에서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

하면서 시작되었다(김란수, 2015).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공급 주체는 민간 비영리 조직인 사회주택협회가 맡고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주택협회는 정부의 주택정책

을 실행하는 집행자 성격을 지니면서 구체적 업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업 및 협상 등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며, 도시개발에서는 주택협회와 지방

정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협치를 이루고 있다.

* 안드레 아우버 한트 외 (2005) 을 기초로 저자가 재구성함.

주택협회의 택지공급방식은 지방정부별 자체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1986년 이후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사유지를 임대하여 건축물을 짓는 토지임

대부 방식의 공공임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95년까

지는 시 정부가 협회에 토지를 배분하였으나 이후 입찰

을 통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사회임대주택 재고관리도

주택협회가 소유하고 있다(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 김란수, 2015).

네덜란드 주택협회의 금융 및 조세 정책은 정부가 직

접 지급하는 건설 보조금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

다. 이에 따라 1995년 브루터링13) 조치 이후 재정지원을

못 받게 되면서 사회주택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주택 협회는 재

정적으로 독립하여 주택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네덜란드는 향후 사

회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협회에 지원할 보조금만큼 주택

협회의 대출금을 상계 처리하여 재정적 독립을 유도하였

다(박은철 외, 2017).

네덜란드는 1850년 처음 주택조합이 만들어진 이래 지

속적으로 사회주택정책을 제시해왔다. 특히 사회주택 공

급에 있어서 주택협회는 보편적 주거복지에 공헌하였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의 공간으로 분리 배

제되는 현상이나 슬럼화 등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나타나 사회주택이 보편적 주거모델로 인정받고 있

다(장광석, 2016). 이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한국의 공공

임대주택문제 해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국내외 공공임대주택의 사회통합 계획

3.1. 미국 딕스타운의 사회통합 계획 특성

본 연구의 사례인 미국 버지니아 주 노포크의 딕스타

운은 HOPE VI 정책의 뉴 어바니즘 계획기법인 전통적

근린주구 개발(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이하 TND)방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전통적

13) 브루터링은 주택협회가 정부에 갚아야하는 대출금과 정부에서 받

고 있던 보조금을 서로 탕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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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로 및 주택입구 <그림 2> 주택 현관

출처:www.nrha.photoshelter.com

<그림 5> 딕스타운 의 사회통합 주택 계획과정

근린주구 개발은 20세기 초 커뮤니티에 근거한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역사적 양식과 건축적 형태의 중시, 소규

모 개발의 선호, 사회 혼합형 커뮤니티 중시 등의 특성

을 가진다(오덕성 외, 2004). TND가 미국의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성행하면서 1996년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는 공공주택 계획에 이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

공주택 개발에 필수적인 물리적 계획 요소를 주택단지에

제공하여 커뮤니티를 증진시키고, 도시 주거 내에 사유

공간과 공유공간의 균형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택 디자인에 있어서 창과 문의 크기

나 컬러와 같은 디테일부터 블록, 토지, 가로 등의 배치

에 이르기까지 단지 내의 사회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

였다(Stephanie E. Bothwell 외, 1998). 딕스타운은 1950

년 신축된 공공주택 단지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개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적인 사후평가와 재

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총 428개 주택과 417

개 세대, 1,38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

민은 단신 흑인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사회취

약계층이다(NRHA[Norfolk Redevelopment Housing and

Authority], 1996). 본 사례에서는 132,000㎡ 규모의 고립

된 슈퍼블럭 단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저소득계층의

공공주택이라는 낙인을 없애고 주민 스스로 자산을 관리

하면서 범죄와 폭력을 감소 시켰다(서수정 외, 2004).

적용된 단지 계획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 주

택의 현관은 건물 외관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전통적

인 디자인 장식을 설치하고 색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

해 주민들이 거리에 시선을 두면서도 인근 주민들과 대

화할 수 있는 장소를 부여함으로써 거주자 간의 거리감

을 줄였다. 모든 주택에는 2층 가로 형 주택을 적용하였

으며, 고유한 주소와 앞마당을 갖는 보편적인 근린형태

를 형성하였다. 개별 앞·뒤뜰은 낮은 높이의 말뚝 담장을

통해 사유공간과 공유공간으로 구분하였다. 각 마당은

가로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계층과

접촉의 기회를 갖도록 배려하였다.

14) Stephanie E. Bothwell, Raymond Gindroz, Robert E. Lang,

Restoring Community through Traditional Neighborhood Design:

A Case Study of Diggs Town Public Housing, Housing Policy

Debate, Volume 9, Issue1 1998.

<그림 3> 가로 패턴/Before <그림 4> 가로 패턴/After

출처: www. urban design associates.com

또한 인간 척도에 맞게 기존의 슈퍼 블록을 작은 블록

으로 분할하여 소규모 타운 으로 변형하였다. 각 블록

그룹은 마을(Village)라 명명하였으며, 입주자들이 시스

템을 관리하고 있다. 주택 1층은 상가와 복지센터를 통

해 자연스러운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서수정

외, 2004). 이러한 뉴 어바니즘의 이념과 HOPE VI의 계

획원리는 저소득계층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분산시키되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게 관리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근린의 일원으로 자연스

럽게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거주지에 대한 주민

들의 자부심이 향상되었고 사회적 교류가 증가되는 계기

가 되었다. 이러한 주민 참여는 커뮤니티의 경제적, 사회

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고, 결과

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사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사례는 공공주택계획에서 기존의 낙후된 공공주택을

철거하고 혼합소득계층 커뮤니티로 재개발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HOPE VI 프로그램과 같은 미

국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제도를 뉴 어

바니즘과 접목시켰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주택설계 지

침을 가지고 주거단지를 계획하였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 계획요소에서는

가로를 통한 사회통합형 커뮤니티 단지를 지향하고 있

다. 그리고 고층단지계획보다는 저층의 다양한 주택규모

와 건물 외형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위평면계획

부터 도시계획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과 중산층 및 고소

득 계층의 호응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 영향이 제

한적인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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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Diggs Town, Norfolk, VA

주택

현황

위치 미국 버지니아 주 노포크 소유자 NRHA

규모
전체면적:132,000㎡

주택규모:지상 2층, 417세대

건축

연도

최초준공시기:1950년

마지막 재개발 시기:1994년

공간

개요

고립된 슈퍼블럭의 공공주택단지를 소규모 타운 으로 변형시켜 가

로 형 주택을 적용함 (출처: www.nrha.photoshelter.com)

사회

통합

계획

요소

단위

평면

계획

○ 기존의 단위 평면은 개보수 하지 않고 창문과 현관을 개선함.

주거동

계획
●

주택은 창과 현관이 있는 전면이 가로에 인접한 가로형 주택

개별 앞뒤 뜰을 가지며 이는 방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출.

프로젝트에서 정한 주소보다 본래 가로 주소를 가짐.

커뮤

니티

계획

●

휴먼스케일에 맞추어 슈퍼블록보다 소 블록으로 분할

가로는 상대적으로 좁게 설계하고 노상주차장과 횡단보도 및

차량 감속장치를 둠.

가로를 통해 다양한 소득 계층 접촉 및 주민들 간의 사회적

혼합 가능하게 계획

접점

공간
◐
공원은 작고 인근 주민들이 모일 수 있으며 감시 할 수 있는

곳에 위치.

입면

계획
●

현관은 가로와 정면으로 설계.

현관 앞 여유 공간으로 입주자들과 인근 주민들 간의 자연스러

운 접촉을 배려함.

<표 5> 국외 사례의 사회통합 계획요소 분석 (1)

*계획특성, ●: 높음 , ◐: 부족, ○: 없음

3.2. 네덜란드 CW Delft의 사회통합 계획 특성

네덜란드에서는 민간이 공공성을 가진 주택을 공급해

대안적 역할을 하려는 사회주택 협회가 주택을 공급, 관

리 및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갈등

으로 공급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취

약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인 네덜란드 CW Delft는 민간 비영리

조직인 주택협회의 임대주택으로, 핵가족화 현상을 해결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민간이 기획하여 자

율적인 워크숍을 통해 확산되었다. 현재는 가족단위, 1인

가구, 한 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남녀노

소, 소득계층 구분 없는 사회통합형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네덜란드 사회주택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5).

건축가를 중심으로 예비입주자 참여설계를 진행하였으며

(1975-79년), 거주인원 100여 명, 90세대 규모의 공동주

거 형태로 조성되어 40년간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하

우징의 대표사례이다(이선미, 2017). 이는 학생 전문 주

택협회인 DUWO에서 공급 및 임대 운영을 하고 있다.

본 사례의 사회통합 적 계획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5). 핵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세대가 고

립되지 않도록 각기 다른 가구를 혼합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공간인 워크숍, 공동주방과 거실, 세탁실, 자전거 보

15) Collective housing in the Netherlands, Central Wonen Delft,

(www.cwdelft.nl)

관소 등은 4개의 클러스터별로 중앙에 배치하여 공동으

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의도적으로 가족 유니트는

배제하여 공동체 생활방식을 도모하였다. 공간 구조는 2

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각각 중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형

태이다. 중심부에 위치한 미팅 룸, 카페, 요가공간을 위

한 전체 공유시설 동은 지역주민과 연계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시설은 적정 인원을 연구하여 공동주방

은 6-8명 정도가 1개의 주방을 사용하며, 세탁실, 워크

숍, 자전거 보관소 등은 각 10명, 30명, 40명 단위로 사

용한다.16)

수요자의 요구와 입주자 참여 형 건축계획을 위해

Panning Weekend-Workshop을 통해 초기 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 단위인 그룹(Group), 확장

단위인 클러스터(Cluster), 공동체인 프로젝트(Project)를

구성하여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4가지 색상의 클

러스터로 분류한 후 단계별로 공동체를 계획하였다. 그

리고 주말마다 워크숍을 개최하여 적정 주거형태와 공간

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적인 계획을 위해 델프트 공과대

학 건축과 학생들과 협업하였다. 개별 클러스터의 입면

계획은 입주자가 선정하여 색상 또는 재료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선미, 2017).

<그림 6> 레드 클러스터의 외관 <그림 7> 공동 주방

출처: 네덜란드 사회주택을 이야기하다, 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5

<그림 8> 배치계획 및 평면도 <그림 9> 델프트 공대학생들의

실제 크기 모형

출처: 네덜란드 사회주택을 이야기하다, 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5

CW Delft는 민간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그룹형성을 통

해 만들어진 1세대 공동주택이다.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

고 있으며 사회주택 협회의 협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

루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주거 공동체 실험을 통해 공

간구성 및 사용자 참여 디자인 등 구성원 특성에 맞게

16) 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 해외연수결과 보고서, 2015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5호 통권124호 _ 2017.1060

사례 CW Delft

주 택

현황

위치 네덜란드 델프트 시 소유자 사회주택협회 DUWO

규모

개인전용면적: 4,700㎡

공유공용면적: 1,300㎡

거주인원:약100명(90세대)

건축

연도

예비입주자참여설계:1975-79년

건축공사 진행:1980-81년

공간

개요

핵가족문제점 해결위해 가족단위 그룹을 조직한 커뮤니티하우징

형태로 주민참여 주택건축 계획을 실험적으로 실행함.

(1층 평면 출처:,www.cwdelft.nl, 외관 출처: www.flipkrabbendam.nl)

사 회

통합

계 획

요소

단위

평면

계획

●

개인 공간: 부모 방, 자녀 방, 거실

공용공간: 화장실 부엌, 거실, 세탁실, 자전거 보관소, 정원

커뮤니티 공간:미팅룸, 카페, 워크샵룸, 요가 센터

주거

동

계획

●

2개동으로 분리 중정을 중심으로 4개의 클러스터로 구성

클러스터별 수직 동선은 계단으로 연결.

화장실, 주방, 복도는 공유. 클러스터연결 중심부는 미팅 룸,

워크숍 룸 으로 구성

커뮤

니티

계획

●

의도적으로 가족단위 공간구성 배제

공동체 공간 활용 기반 주방 거실 등 공유하는 소그룹 조직

각 단위그룹이 모인 클러스터를 위한 미팅 룸, 카페, 워크샵

룸, 정원 등의 공용 공간 조성
접점

공간
◐
각 클러스터가 연결되는 중정은 지역주민과 연계되는 공간으

로 사용

입면

계획
●

개별 클러스터 특성에 맞는 입면계획을 고려 클러스터 초기

재료 색상을 대표색상으로 적용 각각의 재료를 셀 단위로 구

분하여 입주자가 원하는 색상 재료로 계획 교체 가능

<표 6> 국외 사례의 사회통합 계획요소 분석 (2)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 분위

기 상 공동주거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시스템을 확보하였다.

     
     <그림 10> CW Delft의 사회통합 계획 방향

네덜란드 사례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 사

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형태로 공급하고 있

으며 공급주체는 민간비영리 조직인 주택협회가 자율권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정부 주택협회의 협

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었다.

<표 6>에서 분석하였듯이 본 사례에서는 사회통합형

주택계획을 세심하게 고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핵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단위

그룹을 조직하였고 그에 따른 커뮤니티 공간 계획과 단

위평면 계획을 클러스터별로 구획하였으며 각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구성하였다. 접점 공간은 지

역 주민들과 연계하였으며 입면계획과 평면계획에도 입

주자들이 직접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공

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본다.

3.3. 한국 더불어 숲 성산의 사회통합 계획 특성

한국의 사회주택 도입 정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 사

이 비영리 조직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장광석, 2016). 그러나 사회적 기업, 협

동조합, 비영리단체와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인 대량생산, 아파트 단일

유형 공급, 대형 주거단지의 사회 고립과 배제 현상 등

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이 필요하

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인 공급으로 인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의 사회적 고립 현상,

주민의 반대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장

광석, 2016). 그리고 재정부담과 택지고갈 등으로 공급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대안적 주거정책이 필요한 실정이

다. 해외의 경우 사회주택의 공급은 일반적인 형태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편이다. 이

에 서울시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17)를 제

정하고 사회주택의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주택 단체인 녹색친구들에서 서

울시와 함께 시행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더불어 숲

성산’ 사례를 분석하였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간이

공공의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투자 공공임대주

택 방식으로, 국내 최초로 민관 협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www.greenfriends.co.kr)

<그림 1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사회통합 프로세스

<그림 12> 건물 외관 <그림 13> 1층 커뮤니티 실

출처: .www.greenfriends.co.kr

본 연구의 사례인 마포구 성산 동 59-12 '더불어 숲

성산 1호'는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토지를 제

17) 서울특별시조례 제5828호, 2015년1월2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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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Diggs Town CW Delft

더불어 숲

성산 1호공간

유형

분류

주택 규모 428개동,417세대 2개동, 90세대 1개동, 11세대

주거 구성 개별 주거 공동체 주거 공동체 주거

주거 정책 HOPE VI 사회주택협회 민관공동

단위

평면

개인 공간 ○ ○ ○

공용 공간 ○ ◐ ○

커뮤니티 공간 - ● ◐

주거동

공간 연계 ● ● -

매개 공간 ◐ ◐ ○

공유 공간 ○ ● ◐

커뮤

니티

내부 소통공간 - ● ●

외부 소통공간 ● ◐ ○

사회혼합 ● ● -

접점

공간

이웃 접촉 공간 ◐ ● ○

지역 개방 공간 ◐ ● ○

입면
색상 및 재료 - ● -

여유 공간 ● - -

<표 8> 국내, 외 사례 사회통합 계획 특성 분석 종합    

공하고 사회적경제주체인 ‘녹색친구들'이 신축 임대·관리

하는 형태이다. 1개 동에 원룸(15.39㎡)과 투룸(30.83㎡),

복층형(37.42㎡) 등 3가지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계획되었다18). 주거취약 계층인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

동체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발적인 커뮤니

티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세대 당 33.3㎡를 옥상정원 등

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에 개방

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 사례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서

울시의 민관협력형 사회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제한

적 공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영리 민간 조직과 공

공기관의 협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미흡하고 사

회경제조직의 규모와 역량이 선진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합형 주택계

획의 특성 측면에서 기본구조는 기존 도시형생활주택 계

획과 유사하며 커뮤니티 계획을 강화하여 입주자들의 공

동체 형성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다.

사례 더불어 숲 성산 1호

주택

현황

위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소유자 비영리 단체 녹색친구들

규모

대지면적: 212.00㎡

연면적: 423.50㎡

규모: 지상 5층, 11세대

건축

연도

착공:2016년 10월

준공:2017년 5월

공간

개요

민관공동출자형. 입주자 주거공동체 도모

(공용부엌, 북카페 출처:www.greenfriends.co.kr)

사회

통합

계획

요소

단위

평면

계획

◐

원룸형: 전용면적15.39㎡ 부엌, 화장실을 포함

투룸형: 30.08㎡/,35.09㎡, 개인침실, 공용부엌, 화장실 포함

복층형:1층: 32.50㎡, 35.02㎡, 2층: 37.42㎡.

1층: 거실, 화장실, 부엌, 세탁실/ 2층: 침실

공용공간: 커뮤니티 실, 북 카페

주거동

계획
◐

중앙 코어 계단을 중심으로 2개 매스로 분리

1층 커뮤니티 시설과 4층 옥상마당은 지역주민 개방

1개유닛은 2개의 방과 공용 부엌, 거실, 화장실, 발코니로

구성 됨.

커뮤

니티

계획

●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1층 북카페, 커뮤니티 룸, 옥상공용 데크, 공용 냉장고 사용

접점

공간
○ 옥상과 1층 외 접점 공간은 계획 하지 않음

입면

계획
○ 입면은 사회통합적 계획 하지 않음

<표 7 > 국내사례의 사회통합 계획요소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외 주택 사례의 사회통합적 계획요소

를 분석하였다. 국외사례들은 대단위 공공임대주택 단지

건설보다는 민관협력의 협치를 통한 소규모 주민 참여

형 커뮤니티 주택과 단지계획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는

지속적인 사회통합 주거단지 조성과 주택 디자인 및 계

18) 더불어 숲 성산, www.greenfriends.co.kr

획의 다양화, 주거복지 프로그램 관리, 주민참여 등에서

유리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실천적 계획에 있어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

다. 국내사례에서도 선진국의 사회주택 제도나 디자인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으나 커뮤니티 계획이나 단위

평면 계획 등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였

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새

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종합논의

그동안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단시간 내 주택을 대규모 단지형태로 공급해 왔다. 그러

나 이는 저소득층 밀집을 가속화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와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켰다. 이로 인

해 추후 공공임대주택 계획 수립 시 사회통합과 주민 소

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과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

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든 한국에서

사회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정

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 결과 각 사례의 사회통합적 계획요소 분석을 종합하

면, 네덜란드의 CW Delft 사례가 공간계획에 있어 가장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 ●: 1순위 매우 높음, ◐: 2순위 높음, ○: 3순위 보통, - : 4순위 약함

사회통합 계획특성의 분석 결과, 단위평면계획에서는

네덜란드와 한국 사례에서 커뮤니티 공간 고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동 계획은 미국과 네덜란드 사

례에서 내 외부 공간의 연계 요소가, 한국의 경우 공유

공간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공간계

획의 경우 미국과 네덜란드 사례에서 이웃 간 소통 공간

계획과 사회혼합을 배려한 계획 요소가 높게 나타났다.

접점 공간 계획에 있어서는 미국과 네덜란드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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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접촉 및 지역 개방 공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

었다. 입면디자인에서는 네덜란드 사례에서 색상 및 재

료 계획과 미국사례의 여유 공간 배려에서 사회통합적

계획요소 특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공간, 공용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하고

구성할 때 가구 규모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단위평면 계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요

자의 요구사항을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설계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주거동 계획에 있어서는 건

물 디자인의 질 향상을 통해 저소득층 단지의 낙인화 방

지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외부 공간과 연계할 수 있도

록 계획하여 이웃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요자의 지속적인 참

여와 소통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택 내부와 외부 공유 공간과, 계층혼합 커뮤니티

조성, 휴먼스케일에 맞는 소규모 블록계획 및 생활가로

를 통한 끊임없는 소통과 통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접점공간은 커뮤니티 가든, 옥상 정원 등으로 구성

하여 지역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입면 디자인에서도 계획 초기부터 입주자 의견

반영을 통한 주민 통합이 필요하며, 주택 입구와 현관

계획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혼합(Social Mix)만이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사회현상에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한국

의 현 시점에서는,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계획방향은

가장 현실적인 사회통합적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사례들에서 나타났듯이 실질적인 사회통합 계

획 방향은 창의성을 내포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하게 발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통합적 계획 요소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주거

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에 대해서는 사

회취약 계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거단지의 유지

와 관리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낙인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규모 공공

주택 건설로 한 곳에 묶기 보다는 중산층과 함께 소득계

층 혼합 커뮤니티로 조성하면서 주택정책에 사회통합적

계획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위주의 대

단위 공급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가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소

규모 계층혼합 커뮤니티 건설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펼쳐

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

회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지자체와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민관

협력형 사회주택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

회경제조직이 선진국에 비해 작고, 운영 관리에 관한 기

준체계나 입주자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미비하여 공급이

활발하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사회적 패러다임과

현실에 맞는 사회통합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모

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지의 사

회통합 계획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국내 공공임대

주택의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다 지속적인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사회혼합 방안에서 벗어나 주택관리 및

주민참여 정책 프로그램 개발, 거주자 의식 개선, 건축계

획의 질적 향상, 그리고 다양한 주택 종류를 아우르는

총체적 사회통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그동안 한국은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의 수요에 맞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공급하였

다. 이때의 공공정책은 시장경제논리에 맞는 대량 공급

의 원리로 최소한의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공공임대주

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주거지 분화 현상이나 사회적 배제 등의 한계점이 나타

났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 개

념으로 접근하였다. 즉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

참여 및 주거복지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선진 사례들과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의 사회주택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적 계획의 가능한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지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커뮤니티 계획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주거는 이웃을 연결하는 선의 연결망

가운데 존재해야 하며 건물의 내외부에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될 수 있게 해

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보다는 민관

협력을 통한 소규모 소득계층혼합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의 협업과 협치를 통한 사회

통합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사회통합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혼합보다는

인구변화와 저소득층 주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층적

요구를 반영하고, 유연한 공간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모델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계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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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통합 주거지원의 성장이 얼마

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보다 지속적인 주거

지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적 계획과

제도의 정보 축적과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 사례의 사회통합적 계획 특성과 요소들

을 현지 방문과 전문가 인터뷰가 아닌 선행연구 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럼에

도 각 국가의 사례를 심도 있게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과 주택계획이 한국보다 반

세기 이상 앞서 있는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

회통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금까지도 연

구와 실천, 대안모색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정책과 계획이 사회통합 방안과 상호 균형 있는 관

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사후평가를 지속

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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